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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웨스턴 뉴욕에 4,400만 달러의 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NEW NY 

BROADBAND PROGRAM) 라운드 II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발표 

 

라운드 II 프로그램을 통해 15,900곳 이상의 가정과 사업체가 고속 브로드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웨스턴 뉴욕 

 

2018년 말까지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브로드밴드 이용을 제공하려는 주지사의 목표를 

진전시킴  

 

라운드 II 보조금 및 시행 지역 단위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 라운드 II에서 4,400만 달러가 웨스턴 뉴욕의 7개 프로젝트에 부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을 통해 15,913곳의 가정과 사업체에 처음으로 고속 

브로드밴드가 제공될 것이며, 상응하는 민간 자금으로 1,120만 달러를 활용함으로써, 

라운드 II에서 웨스턴 뉴욕의 공공 및 민간 투자 총액은 5,520만 달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운드 I 및 II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은 지역 전반에 걸쳐 고속 브로드밴드에 

총 6,050만 달러가 넘는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추진시켰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개시된 

이래, Cuomo 주지사는 230만 개가 넘는 가정, 사업체 및 기관에 대해서 주 전역에 걸친 

업그레이드를 확보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브로드밴드는 거의 100년 전 전기의 

존재와 같으며,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이며,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보조금은 현대 경제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고속 인터넷을 가정과 사업체에 제공할 것이며, 뉴욕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브로드밴드를 제공하기 위한 커다란 진전입니다.” 

 

전체적으로, 라운드 II는 2억 6,800만 달러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추진할 것이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적게 받은 지역사회에 있는 89,514개의 가정과 기관에 도움을 주게 

될 총 54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정책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업스테이트 지역의 고속 브로드밴드 구축 및 업그레이드와 

https://nysbroadband.ny.gov/new-ny-broadband-program/phase-2-awards


함께, 라운드 II 보조금은 98%의 뉴욕 주민들이 현대적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고속 브로드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보조금이 지원된 프로젝트들에는 2곳의 웨스턴 뉴욕 도서관과 989곳의 사업체 및 

지역사회 주요 기관들(정부 건물, 보건 시설, 고등교육 기관, K-12 학교, 공공 안전 

장소)이 포함됩니다. 보조금이 지원된 7개의 프로젝트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거나 

혜택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것이며, 웨스턴 뉴욕에 있는 4곳의 카운티에 걸쳐 

진행됩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2,057 마일의 브로드밴드 인프라가 지역에 배치되면서, 

뉴욕주 전 지역의 뉴욕 주민과 기업들을 위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라운드 II의 일환으로 구축되는 브로드밴드로부터 혜택을 받는 타운 – 웨스턴 뉴욕 

 

앨러게니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Rushford $3,989,230 $4,985,600 1,025 

Centerville $1,596,211 $1,994,940 445 

Hume $893,928 $1,117,203 232 

Independence $881,274 $1,131,639 131 

Andover $872,331 $1,090,249 251 

카타라우구스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Salamanca (City) $3,288,461 $4,108,986 3,184 

Ashford $2,771,036 $3,462,885 1,005 

Great Valley $1,641,058 $2,050,587 1,361 

Randolph $1,179,536 $1,474,032 428 

Conewango $1,171,268 $1,463,700 425 

Cold Spring $1,147,721 $1,434,258 478 

Napoli $1,056,444 $1,320,186 470 

셔터쿼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Chautauqua $2,141,728 $2,708,032 272 

Ripley $2,118,106 $2,678,164 269 

Arkwright $1,621,073 $2,026,179 369 

Sherman $1,346,454 $1,702,476 171 

Westfield $1,251,966 $1,583,004 159 



Mina $1,141,730 $1,443,620 145 

이리 

타운 주 정부 보조금 총 투자 회선 수 

Concord $66,142 $82,656 24 

웨스턴 뉴욕의 라운드 II 보조금: 

 

회사 프로젝트 주 정부 총 투자액 

Armstrong 
Telecommunications 

4개의 

프로젝트 $29,259,132  

DFT Local Service Corp. 

1개의 

프로젝트 $4,274,536  

Fairpoint 

1개의 

프로젝트 $9,275,572  

Frontier Communications 

1개의 

프로젝트 $1,228,643  

 

현재,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사무국은 30일 이내에 개시될 라운드 III에 대한 제안 

요청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라운드는 뉴욕에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거나 

덜 받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고속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라운드 III는 연방통신위원회가 뉴욕주에 최근 

배정한 Connect America Funds의 1억 7,000만 달러에 의해서 보완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 CEO 겸 커미셔너 Howard Zem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은 완전히 연결된 상태의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위한 주지사의 비전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여된 라운드 II 

보조금은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하기 위해 고속 인터넷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 학교 및 

지역 사회 모두에 대해서 브로드밴드를 제공하게 될 프로젝트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수억 달러의 주 정부 및 민간 투자를 추진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브로드밴드 및 혁신 담당 부사장 Jeffrey Nordhau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의 라운드 II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의 수상자들께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여된 보조금은 

우리가 고품질의 브로드밴드를 가장 필요로 하는 뉴욕 주민들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뉴욕주 주민들은 여기에서 Cuomo 주지사의 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enator-schumer-senator-gillibrand-congressman-tonko-and-congressman-collins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enator-schumer-senator-gillibrand-congressman-tonko-and-congressman-collins
https://nysbroadband.ny.gov/new-ny-broadband-program/phase-2-awards


이루어진 Census Block (CB) 라운드 II 이용 가능성과 약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 

지역 단위(Census Block)는 브로드밴드 구축이 시행될 곳을 결정하기 위해서 

카운티별로 종합됩니다. 

 

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New NY Broadband Program) 소개  

브로드밴드 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전에 이루어진 브로드밴드에 대한 주 정부 

투자를 강화하면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2015년에 입법적 지원과 함께, 5억 

달러 규모의 뉴 뉴욕 브로드밴드 프로그램을 확립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 도서관 및 교육 기회 센터들에 대해 우선 순위를 두면서, 헤택을 받지 

못했거나 혜택이 부족한 우리 주의 지역들에 대해서 고속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들을 지윈하기 위해 뉴욕주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은 유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광고로 제안하는 인터넷 

다운로드 최고 속도가 25Mbps에 미달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혜택이 부족한” 지역은 

유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광고로 제안하는 인터넷 다운로드 최고 속도가 25Mbps 

내지 99Mbps 사이에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적으로 가장 

대규모이고, 가장 야심찬 주 정부 차원의 브로드밴드에 대한 투자이며, 2018년 말까지 

뉴욕에서 주 전역의 브로드밴드 이용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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